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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자기 펄스 선원 해석

장종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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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핵폭발에 의한 영향은 충격파, 폭풍파, 열복사, 방사선, 낙
진으로 알려져 왔으나, 미국과 소련이 1962년 실시한 고공
핵실험에서 핵전자기 펄스(NEMP)라는 새로운 현상이 관측
되었다 . NEMP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자, 전기기기에 피
해를 입히기 때문에, 물리적 전쟁 개시전 적국의 통신망, 전
력, 전산인프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전자장비
의존성이 높은 현대국가에서는 큰 위협이다 .
발견된 NEMP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시도되었으며,
최초의 성공적인 이론은 1965년에서야 Karkaz와 Latter에 의
해 알려지게 되었다 . 이후 선원을 예측하기 위한 전산프로
그램이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미국에서는 Chapman , Brau
(CHEMP) , Seiler , Longmire(CHAP) 등에 의해 NEMP 선
원해석 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국방비밀로 간주되어 소스
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필자는 NEMP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여 NEMP 선원을
예측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 NEMP 선
원은 핵무기의 종류, 위력, 설계, 폭발고도, 폭발지점의 지자
기의 분포에 따라 지상에 도달하는 펄스의 세기와 형태가
달라지므로, 예상되는 위협에 적합한 대비를 위해서는 신뢰
성있는 선원해석 방법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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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자기 펄스는 [그림 1]과 같이 원자폭탄 폭발 시 발생
하는 고에너지 감마선이 대기와 충돌하여 전자를 발생시키
고, 이 전자가 지자장 하에서 싸이클로트론 운동을 함으로써
전자파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발생한 전자가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싸이
클로트론 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유효한 감마선은 컴푸턴
산란을 일으킬 수 있는 수백 k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폭에서 누설된 후 충돌없이 직선경로로 이
동한 감마광자가 해당된다.
컴푸톤 산란으로 반탄된 전자의 운동은 지자기력 벡터와
직각한 평면상의 싸이클로트론 운동이 되며, 싸이크로트론
운동평면의 축방향으로 펄스형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이 펄
스 전자파는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지상에 도달한다.
즉, 대부분의 NEMP는 폭발지점과 일직선상으로 비행하
게 된다.
2)

[7] [9]

Ⅱ. 본
2-1 EMP 발생기구

론
[그림 1] NEMP

발생기구

고공핵실험에서 미국은 태평양 Johnstone섬 상공 400 km에서 1.44 MT 급 수소폭탄을 폭발시켰고, 1,500 km 떨어진 하와이에
서 가로등 파손, 라디오 고장, 송전선 합선을 일으키게 되었다.
2) 20 GHz 이내의 전자파는 대기 흡수계수가 거의 0이다.
1) Starfish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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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는 핵폭탄후 경과시간에 따른 에너지 방출율을
보여준다. 폭발초기 10— 초 이내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방출
되며, 이후 속도가 느린 중성자가 대기에 충돌하여 고에너
지 감마선을 발생시키게 된다 .
[그림 3]에는 발생한 핵전자기 펄스의 형태를 보여준다.
시간 구간에 따라 초기성분을 E1, 중기를 E2, 말기를 E3로
분류한다. E1 EMP는 10— 초 이내의 성분으로 감마선의 컴
푸턴 산란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림 4]에는 대표적인 E1
EMP 펄스형태를 보여준다. 펄스폭은 약 2 shake 정도이나,
최대 전장은 수십 kV/m에 달한다.
정상적인 대기는 거의 절연체이므로, 초기에 발생한 전자
는 충분히 먼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나, 이온화가 진행되면
대기의 전기전도도가 높아져서 싸이클로트론 운동을 방해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NEMP의 최대전장은 70～80 kV/m
정도에서 감마선의 강도와 무관한 포화경향을 보이게 된다.
E2 EMP는 0.1초 이내의 성분으로 대기와 중성자의 충돌
에 의해 발생한 감마선이나, 컴푸턴 산란후에도 높은 에너
지를 가진 감마선에 의해 발생한다. E2 EMP는 E1보다 주파
[

7

3)

6

4)

[그림 3]

시간에 따른 EMP 발생 형태

[그림 4]

대표적인 E1 EMP 펄스형태

[10]

수가 낮고 강도가 낮기 때문에, 낙뢰에 대한 방어가 되어 있
다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E3 EMP는 유리된 전자가 이온화된 대기와 결합을 하기
위해 플라스마 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펄스로 [그림 5]와
같이 매우 파장이 길고 전장이 낮으나, 전체 에너지는 커서,
전력망을 파손시키게 된다 . 이와 유사한 현상은 태양 흑
점폭발에서 발생하는 태양풍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2012년
7월 발생하여 미대륙의 취약한 송전망을 붕괴시켜 대규모
정전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10]

[11]

[그림 2]

핵폭발의 에너지 방출율

2-2 E1 EMP 지배방정식

핵분열 중성자의
평균속도는 14,000 km/s 정도로 1 km 비행에 70 μs 정도가 소요된다.
는 10— 초로 핵폭발해석에서 시간단위로 사용된다.

3)
4) 1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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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감마선원, 지
자기, 대기 전도도를 주어야 한다.
EMP

2-3 감마선원

원자폭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표 1>에는 핵분열시 발생하는 입자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핵분열 연쇄반응과정에서 반응개시 10— 초 이내
에 핵이 2개로 분열되어 각각 100 MeV 정도의 운동에너지
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이 운동에너지는 원폭 내부 수 μm
이내에서 열에너지로 바뀌어 폭풍파, 열복사를 발생시킨다.
열에너지는 원자폭탄의 파괴력이 된다.
동시에 발생하는 중성자와 감마선은 정지거리가 길어 상
당부분이 원자폭탄 외부로 누설되며, 불안정한 핵분열 생성
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도 외부로 방출된다. 경과시간에 따
라 핵분열 즉시(10— 초 이내) 발생하는 즉발방사선과 차후
발생하는 지발방사선으로 나눌 수 있다. 핵무기의 위력은 회
수가능에너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총 위력의 약 3.3 %의 에
너지가 감마선과 중성자의 형태로 방출된다. 그러나 발생한
감마선과 중성자는 원자폭탄의 설계에 따라 상당부분은 폭
탄 내부에서 흡수되고, 일부분은 외부로 누설된다.
13

[그림 5]

대표적인 E3 EMP 형태

[10]

고고도 E1 EMP를 해석에는 감마선과 전자파의 경로가 모
두 일직선으로 나열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연필심근사법
(pencil beam approximation)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구형 좌표
계에서 전장성분은 다음과 같은 평형식을 만족해야 한다 .
[5]

   

 
   
  ,





위식에서 는 전장, 은 폭발점으로 부터의 거리, 는
상대론적 시간(retarded time),  는 싸이클로트론 전류,  는
전도도,  는 진공에서의 자기침투성이다.
싸이클로트론 전류는 다음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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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전자의 전하량 은 컴푸턴 산란을 일으키는
감마광자의 갯수,  는 감마펄스 형태,  는 컴푸턴 전자
의 속도, 는 컴푸턴 전자의 사이클로트론 주기,  는 감마
빔과 지자기 자력선의 각도이다.
사이클로트론 주기는 자장강도  에 따라 정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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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당 발생하는 에너지
성분
Pu
핵분열 생성물
175.5
즉발 중성자
6.1
감마선
6.7
5.2
지발 감마선
베타
5.3
회수가능에너지
198.8
중간미자
7.1
총핵분열에너지
210
핵분열당 중성자 갯수
2.88
핵분열당 감마광자 갯수
6.78
광자 평균에너지
0.95

<표 1>

239

U

단위

169.1

MeV

4.9

"

6.6

"

6.3

"

6.5

"

193.5

"

8.7

"

202

MeV

2.44

-

6.53

-

0.97

MeV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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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핵분열 감마광자 에너지 분포

핵분열시 방출되는 감마광자의 에너지분포는 [그림 6]과
같다. 누설된 감마선은 주변 대기를 이온화시키게 되나, 이중
원자폭탄 외부로 누설되어 콤푸턴 산란을 일으키는 고에너지
감마선은 전체 핵분열에너지 중 0.3 % 정도로 추정된다.
폭탄 외곽에 감손우라늄, 캐드미움, 가돌리늄 등을 배치하
여 중성자를 고에너지 감마선으로 전환할 수 도 있으며, 고에
너지 감마선의 외부누설이 극대화되도록 원자번호가 낮은
고강도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수소폭탄의 주된 반응인 핵융합반응에서는 감마선이 거
의 발생하지 않으나,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으로 점화하기 때
문에 여기서 발생한 감마선과 수소폭탄에서 발생한 중성자
가 주변의 감손우라늄 차폐재의 핵분열을 야기시켜서 발생
하는 감마선이 EMP 선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수소
폭탄의 핵융합과정은 핵분열 연쇄반응보다 빠르기 때문에,
감마펄스 폭은 훨씬 좁게 된다.
대부분의 HEMP 해석코드에서는 핵무기의 위력 대신 총감
마위력(gamma yield, 단위 kT)을 입력으로 사용하며, 원자폭
탄인 경우에는 핵폭발 위력의 0.3 %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며,
메가톤급 수소탄인 경우에는 0.1 % 정도가 된다.
발생하는 감마펄스의 형태는 핵폭발 전개과정 모사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원자폭탄의 경우, [그림 7]과 같이 4～5 shake
정도의 폭을 갖는다. 그러나 수소폭탄의 경우에는 첨두출력
이 더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핵폭발 모형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개 DEXP(double
exponential)형의 펄스를 사용한다.
22

[그림 7]

감마펄스의 형태

2-4 지자장

지구의 지자기는 내핵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므로, 양극
으로 갈수록 세지고, 지표면과 이루는 복각도 커진다 . [그
림 8]에는 지구표면에서의 지자기강도, [그림 9]에는 복각을
보여준다. 동일 고도에서 동일 감마위력으로 폭발한 경우에
도 EMP는 자기극지방에 가까워질수록 커지게 된다.
미국 시카고와 서울을 비교하면 시카고는 강도 0.498 gauss,
복각 63.6도이고, 서울은 0.511 gauss, 복각 54.47도다. 이 차
이는 첨두전장 계산결과에 5 % 정도의 차이를 야기한다.
[12]

2-5 대기 전도도

[그림 8]

지자기 강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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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5-1 이차전자 밀도

공기의 평균 이온화에너지가 34 eV이며, 1차 감마광자의
에너지는 약 1 MeV이므로, 감마광자 1개당 약 30,000개의 2
차 전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EMP가 발생하는 수십 km 고도에서 감마의 감쇄
거리는 수 km 정도이므로 , 2차 전자밀도를 정확하게 계산하
려면 대기밀도의 변화를 고려한 감마선 수송해석이 필요하다.
간략화를 위해 감마광자가 충돌하면서 동시에 첫 충돌지
점에서 모든 이차 전자를 발생시킨다면, 이차 전자의 생성율
은 다음식으로 적을 수 있다 .
5)

지자기 복각

[12]

[그림 9]

[2],[5]

대기와 충돌한 감마선은 광전반응으로 에너지를 대부분
잃게 된다. 광전반응으로 발생한 전자는 낮은 에너지로 전
기전도도에 기여하게 된다. 전기전도도는 다음식으로 표현
된다.

여기서,  는 전도도,  는 전자의 속도(또는 충돌빈도),  는
2차 전자의 밀도이다.
위식은 전자의 유동도(mobility)로 표현할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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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감마광자의 평균에너지다.


대기는 감마선의 광전반응에 의해 전자, 질소이온, 산소이
온 등을 발생시키며, 이들은 자유전자와 화학반응을 일으키
게 된다.
산소와 질소분자에 대한 주요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접착(attachment) 반응
   →    

여기서  는 전자의 유동성이다.
이온화된 분자의 영향을 고려하면 전도도는 다음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분해(dissociative recombination) 반응
   →   
   →   

재결합(recombination) 반응
   →   

     ,

여기서  는 2차 전자밀도,  는 이온밀도    는 각각의
전자유동도이다. 펄스시간이 짧은 E1 EMP 해석에는 이온밀
도를 계산하는 대기화학(air chemistry) 해석은 첨두전장강도
5) 1 MeV



2-5-2 대기 화학


    ,
 



sec

  


eV 





감마의 대기중 감쇄계수는 6.4×10—

2



cm2/g.

   →   

윗 화학식의 평형밀도는 반응율에 따라 결정된다. 산소와
질소의 반응율이 같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된다.

대기의 밀도는 고도 4.85 km마다 반으로 줄어든다.
23

특집…핵전자기 펄스 선원 해석


 sec      



   



여기서  는 2차 전자밀도,  는 2차 전자 생성율,  는
양이온밀도,  는 음이온밀도이다.  는 고전압에 의한 대
기의 방전반응(tausend avalenche) 반응상수이고,      는
이온의 접착, 분해, 재결합 반응상수이다. 반응상수는 대기
밀도와 전장의 세기에 따라 변화하는 상수이다.
이차 전자와 이온밀도가 결정되면 대기의 전기전도도는
각 성분의 밀도와 유동도에 의해 결정된다.




sec











      

전자유동도도 대기밀도와 전장세기의 함수이므로, 전기
전도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기밀도와 전장세기에 따른 반응
상수와 전자유동도를 알아야 한다. 이들은 실험에 의해 반응
단면적을 구하고, 이온충돌 수송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 .
첨두전장등고선 작성 등 많은 시나리오의 계산이 필요한
EMP 코드에서는 실험에 의해 구한 값들을 이용하여 구한 전
도도모형을 사용한다.
CHEMP에서는 간략화한 대기화학 방정식을 사용하여 전
장과 2차 전자의 생성밀도를 동시에 계산한다 . 그러나, 이
계산은 상당한 전산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Seiler는 보다
간략한 전도모형을 제시하였다 . 필자가 개발한 HEMP3에
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많은 전산계산을 위해 Seiler
의 매우 간략화된 전도도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그림 4]와
같이 CHEMP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펄스형태를 구할 수
있었다.
[13]

[4]

[5]

2-6 우리나라의 EMP 위협 선원
2-6-1 북한 핵무기 위협 평가

년 이후 실시한 북한의 핵실험은 <표 2>와 같다. 원자
폭탄의 표준위력이 20 kT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소량의
부스터를 사용한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006

24

북한 핵실험이력[Wikipedia, accessed 2016. 12]
차수 일시(GMT) 추정 위력
비고
1
2006. 10. 9 01:35:27 0.7～2 kT
Fizzle 가능성
2
2009. 5. 25 00:54:53 2～5.4 kT
3
2013. 2. 12 02:57:51 6～16 kT
4
2016. 1. 6 01:30:30 7～10 kT 수폭실험 성공 주장
5
2016. 9. 9 00:30:01 20～39 kT 소형화 성공 주장

<표 2>


 sec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감마선을 soft X선
으로 변환하여 핵융합연료에 집속하여 광자압축을 달성해
야 하는데, 이 기술을 북한의 원자폭탄 개발속도를 고려할
때 단시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핵융합반
응에서는 EMP 선원의 에너지인 감마선이 직접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분간 원자폭탄만을 EMP 위협 대상으로 고려하
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적 위협분석대상으로 폭발 위력이 30 kT급일 때의
감마 누설량 0.3 %를 적용하여 0.1 kT의 감마 위력이 적정
하다. 그러나 삼중수소부스터를 충분히 사용하면 가까운 장
래에 100 kT까지 위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감마위력은 0.3 kT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핵전자펄스 공격은 남한을 대상으로 하고, 중국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고도를 설정할 것이므로, 중국 북경이
피해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30～50 km 고도에서 실시할
것이다. 첨두전장값은 100 km 정도의 고도까지는 계속 증가
하는 경향이 있으며, 50 km 고도 이하에서는 HEMP의 소스
인 전리층의 누적거리가 짧아지므로, 전계강도가 줄어든다.
2-6-2 첨두 전장세기 등고선

핵전자기 펄스로 남한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고,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휴전선 북쪽에서 폭발시키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서울 상공에서 폭발한 경우를 필자가 개발한
HEMP3 코드로 분석하였다.
[그림 10]처럼 폭발고도(HOB)가 50 km가 되면 중국 동해
안의 상당지역이 피해자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을 자
극하지 않으려면 폭발고도를 30 km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림 10]과 [그림 11]에서 보다시피 서울상공에서 EMP
탄이 폭발하게 되면, 그 강도는 자력선벡터와 핵폭발가시벡
터가 직각을 이루는 즉, 35.5도 각도로 화구를 올려다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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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펄스형태와 주파수포락선

전자펄스는 빛의 속도로 전달되며, 1 shake 동안 3 m 정
도를 진행하므로, 폭발지점에서 멀어지면 펄스가 늘어져
(streching), 주파수 성분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폭발지점
과 피복지점에서의 [그림 12]에는 폭발지점에서 220 km 떨
어진 울진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의 펄스모양을 보여준다.
[그림 13]에는 폭발지점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위치에서
의 주파수포락선(spectrum envelope)를 보여준다. 0.3 gkT에서
포락선 절편은 1.93 mV/m/Hz, 0.1 gkT의 절편은 1.0 mV/m/
Hz로 계산되었다.
이 계산에서는 감마펄스파형을 원폭폭발모형을 이용하

[그림 10] HOB=50 km, 0.3 gkT,

[그림 11] HOB=30 km, 0.3 gkT,

첨두전장 41 kV/m

[그림 12]

울진사이트 HEMP 펄스 형태

[그림 13]

특정 피폭지점에서의 스펙트럼 포락선

첨두전장 17.2 kV/m

남부 경기지역과 대전 인근에서 가장 크게 되고, 자력선벡터와
평행 방향인 서울 북부지역의 수십 km 지역은 강도가 적은
스마일 마크가 나타나게 된다. 최대 첨두전장은 50 km 고도
폭발시 41 kV/m, 30 km 고도폭발시 17.2 kV/m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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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했기 때문에, 평탄성분은 약 20 MHz로 좁다. 그러나
펄스폭이 짧은 수소폭탄모형에 사용하면 평탄성분은 100
MHz 정도로 넓게 될 것이다.

Ⅲ. 결

(EMP) Attack, 2004.
[2] W. J. Karkaz, R. Latter, "Detection of the electronmagnetic
radiation from nucleart explosions in space", Phy. Rev.,
vol. 137(5B), pp. 1369-1378, Mar. 1965.

론

핵전자기 펄스는 인명피해나 낙진피해없이 광범위한 지
역의 전자장비를 일시에 마비시켜 통신, 정보인프라를 무력
화시키고,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NEMP
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EMP 해석을
통해 위협선원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전자장비와 건물이
E1 EMP에 대해 취약하고, EMP 내성이 없는 상업용 전자소
자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E1 EMP 해석을 위해서는 감
마선원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세한 원자폭
탄의 설계자료에 근거한 폭발과정해석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북한은 핵실험만 하고 있고, 무기로서의 제
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정밀한 폭발과정 모사에는 한계
가 있다. 장래의 위협이 수소폭탄까지 확장된다면 수소폭탄
폭발과정의 모사코드도 필요할 것이다.
E1 EMP 선원예측을 위한 방법론은 공개되어 있으며, 필
자가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은 적절한 정확도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대기전도도 모형분야는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북한 핵위협은 30 kT급 핵무기
로 최대 첨두전장이 41 kV/m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통상
적으로 사용하는 50 kV/m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 T. C. Chapman, A computer Code for High Altitude EMP,
AD0777841, Jan. 1974.
[4] J. E. Beau, G. H. Canavan, L. A. Witther, "CHEMP: A
Code for Calculation of High Altitude EMP", TC-198,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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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 W. Jr. Seiler, A Calculational model for high altitude
EMP, AD-A009208, Mar. 1975.
[6] C. L. Longmire, R. M. Hamilton, J. M. Hahn, A no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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